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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장열의 ‘요것만’
리서치센터장 김장열

이기든 지든, 트럼프 영향력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면...

트럼프가 무더기 소송으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의사를 밝혔다. 그렇다고 트럼프가 (그가
원하는 대로) 대법원까지 가서 그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다.
그런데 이기든 지든, 트럼프의 미국 정치에 영향력이 과연 사라질 것인가? 금방, 서서히라도.
이 또한 불투명해 보인다.
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가 가장 최근이 28년전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다 (아버지
부시). 80년 카터, 76년 포드 대통령도 단임으로 끝이었다. 그들은 한번 밖에 못했을 뿐 아니라
퇴임 후 실제 어떤 특별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했다.
그런데 트럼프는 이번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정치권 (공화당 중심)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
하려 할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TV방송국 새우는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. 아슬아슬
하게 또는 그의 주장대로 이번 선거에서 표를 도둑맞아서 패배한다고 하면, 그가 24년에 비
록 (한국나이) 78세 (46년생) 고령이라 해도 출마하려 하지 않을까?
그의 승부사 기질과 대중 선동 능력과 중하층 백인중심 뿌리깊은 기반이 어디 가는게 아닐
테니... 최소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내세우는 KING MAKER역할이라도...?
상상인증권리서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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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장 열 의 ’ 요 것만 ’

트럼프 반대진영 (지금 바이든 승리 임박이니 더욱이)에서 트럼프 임기 4년은 이른바 미국
정통 정치에서 일탈 (ABBERATION)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. 하지만, 코로나를 제외하면 미국/
글로벌 정치.경제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 (국내 중심 VS 세계 지도자)에 대한

여러 충돌하는

이견에 큰 변화가 없고 경제 성장 측면에 소외층의 불만을 흡수할 마땅한 정치적 출구가 없
다는 점은… 트럼프의 또는 트럼프-LIKE 의 24년 대선 등장을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라고 볼
수 없어 보인다. 4년전 그의 등장의 근본 (뿌리)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다면…
결론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그의 영향력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는다
면 (어찌 보면 그들이 트럼프를 지속 원할 수도) 바이든 행정부의 갈등의 새로운 국면으로
앞날이 꽃 길이 될 것으로 낙관할 수 없을 것이고… 코로나 극복과 경제 성장 회복 그리고
대 중국/북한/이란 등 이슈의 난제의 Agenda만 찾다가 세월이 또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경계심
을 갖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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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구분

투자등급 guide line
(투자기간 6~12 개월)

투자등급

적용기준

투자의견

(향후 12 개월)

비율

Sector

시가총액 대비

Overweight(비중확대)

(업종)

업종 비중 기준

Neutral (중립)

투자등급 3 단계

Underweight (비중축소)

투자등급 4 단계

Buy (매수)

+15% 이상

Hold (보유)

-15% ~+15%

1.9%

Sell (매도)

-15% 이하 기대

0.0%

Not Rated(투자의견없음)

등급보류

Company
(기업)

합계

상상인증권리서치센터

비고

51.1%

47.0%

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
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
등급별 비중
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

100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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